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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2 3 4 5 6 7
한 11월 수출/수입(7.3%/5.1%)
   11월 서울아파트 매매/전세 가격
   11월 의류재고/생산/출하지수
중 11월 PMI제조업(51.4)
제일모직:패션부문 에버랜드에 양도
에버랜드:빌딩관리부문 에스원에 양도
급식/식자재 물적분할(삼성웰스토리)
2013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(~31)
[합병]CJ E&M
     (대상: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)

한 11월 CPI(0.7%)
   2014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
   11월 완성차 판매대수
중 11월 HSBC PMI제조업(50.9)
유 11월 PMI제조업
QUALCOMM: 스마트워치 '토크' 출시
[드라마]'잘 키운 딸 하나' 첫방송
        (주연:이태곤, 박한별)
☞12/1 [합병]쌍용양회공업
 (대상:쌍용인터내셔널, 쌍용에코텍)

미 11월 ISM 제조업(56.4)
   11월 완성차 판매대수
중 11월 PMI비제조업(56.2)
유 10월 PPI(0.1%), CPI
일 11월 본원통화(45.8%)
호주 12월 REA 기준금리(2.50%)
브라질 3Q GDP
SONY: 디지털 종이 출시
[반도체]상반월 패널 가격[P]
골든스핀오브자그레브(~8,김연아 참가)

한 세계은행(WB) 한국사무소 개소
   녹색기후기금(GCF) 출범
 →한국 처음으로 국제기구 본부 유치

 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개소
미 ADP취업자변동(130K)
중 11월 HSBC PMI비제조업(56.3)
유 3Q GDP[속보치](0.1%)
   10월 소매판매(-0.6%)
   PMI 비제조업
미  Aeropostale

한 3Q GDP[확정치](3.3%)
미 베이지북
   3Q GDP[잠정치](2.8%)
   11월 ISM비제조업(55.4)
   10월 신규주택매매
유 ECB 통화정책회의[기준금리:0.25%,
                (드라기 총재 연설)]
BOE/BOC 통화정책회의[기준금리]
2013 농구대잔치 결승
유  Berkeley Group Holding

한 11월 인천공항수송통계(여객/화물)
미 11월 비농업고용(204K)
   11월 실업률(7.3%)
   10월 개인소득/소비(0.5%/0.2%)
일 10월 경기동행지수[P](107.6)
   10월 경기선행지수[P](106.8)
STX중공업: 채권은행 대상 유상증자
         (1,772억원) 신주 상장 예정
'동창생' 美 개봉(관심:미디어플렉스)
유  Inditex

2014월드컵 본선 조추첨식(브라질)
닌텐도 2DS 발매
2013던파 페스티벌
유럽영화상
[콘서트]2AM(~8, 관심:JYP엔터)
2013 서울 FCI 국제 도그쇼(~8)
☞12/3 [상장]NVH코리아(코스닥)
       제9차 WTO 각료회의(~6)
☞12/6 [상장]알티캐스트(코스닥)
       [콘서트]Kenny G 내한 공연

8 9 10 11 12 금통위·선물옵션만기일 13 14 [중순 전후]중국 경제공작회의

중 11월 수출(5.6%)
   11월 수입(7.6%)
[핸드볼]세계 여자 선수권(~23)
[첫째주]
삼성그룹, 정기 인사
:1)주요 계열사 사장단 교체 가능성
 2)이서현 부사장의 사장 승진 여부
[화학]롯데케미칼: 대산 아로마틱
           플랜트 촉매 교체로 휴동
여주-원주 전철사업 예비타당성 조사
[야구]이대호,소프트뱅크와 협상

중 11월 CPI(3.2%)
   11월 PPI(-1.5%)
일 3Q GDP[확정치](1.9%)
   11월 단압기계공업회 데이터
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
삼성전자: 애플 기밀문서 유출 자사
          변호 재판
Asia Animation Summit(AAS, ~11)
[금융]신한사태 법정공방관련 최종변론
[드라마]'총리와 나'첫방송(주연:윤아)
시크릿 컴백

한 10월중 예금추금기관 가계대출
중 11월 산업생산(10.3%)
   11월 고정투자자산(20.1%)
   11월 소매판매(13.3%)
   11월 신규대출(~15, 506.1B)
   11월 M2(~15, 14.3%)
   11월 굴삭기 판매량
유 EU재무장관 회의
일 11월 소비자기대지수(41.2)
   11월 공작기계공업회 데이터[P]
[프로야구]골든글러브 시상식

한 11월 수출물가지수(-4.6%)
   11월 수입물가지수(-7.3%)
   11월 실업률(3.0%)
   11월 은행가계대출(474.4T원)
  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
[클래식]미샤 마이스키 3 CONCERTOS
[입찰] 미국 1년/3년물
미  Costco Wholesale
☞12/10 USDA 곡물가 재고량
OPEC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
미  H&R Block

한 금융통화위원회[기준금리(2.5%)]
미 11월 소매판매
유 10월 산업생산
   ECB Publishes Monthly Report
인도네시아 기준금리
동계 유니버시아드(~23, 伊 트렌티노)
제네바 2회담 개최(예정)
[축구]클럽월드컵(~22)
아시아태평양스크린어워드
[입찰] 미국 10년물
미  Adobe Systems

한 3/4분기중 자금순환
미 11월 PPI
일 10월 설비가동률(1.2%)
S&P, 다우존스 분기 보고서 발표
[자동차]11월 글로벌 타이어 판매본수
[콘서트]조용필 서울앵콜공연(~15)
[입찰]미국 30년물
일  HIS
☞12/12
2013 홈·테이블 데코 페어(~15)
서울국제유아교육 및 어린이유아용품전

중 11월 FDI
[월중]
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(예정)
 : 18차 3중전회 내용 구체화
아이패드에어&미니2 한국출시(예정)
[건설]아파트 10531가구 공급 예정
[금감원]책임금 적정성 평가 방식 개선:
월중 보험회사 의견수렴→월말시행 예정
[국세청]
주류산업 진입장벽 완화 방안 추진
씨앤앰: 구글TV 서비스 시범 서비스

15 16 17 FOMC(~18) 18 19 20 미 3Q GDP[확정치] 21
한 11월 수출입무역통계
   종합부동산세납부
칠레 대선
ICPADS 2013(~18)
[금주]
11월 이마트/신세계 실적
SK그룹 정기인사:SK텔레콤 사장 역할
                확대 가능성
[운송]11월 항공운송동향(국토부)

미 11월 산업생산(-0.1%)
   11월 설비가동률(78.1%)
일 4Q 단칸 제조업/비제조업
[반도체]상반월 NAND/D램 고정가격[P]
[실권주]포스코 ICT(~17, 15000K주)
[제약]11월 원외처방제조액 발표
[합병]오텍(대상:에이티글로벌)
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(~`14 2/23)
유  Aurubis
☞12/17 SONY: PS4 국내 출시

한 11월 PPI(-1.4%)
미 FOMC(~18) 테이퍼링 가능성 여부
   11월 CPI
유 11월 CPI, 자동차 판매대수
   12월 ZEW 조사치
   11월 독일 ZEW 조사치
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
: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
[반도체]하반월 패널 가격[P]
[입찰]미국 2년물

미 12월 NAHB주택시장지수
   11월 주택착공
   11월 건축허가
중 11월 주택가격지수
   11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
독 12월 IFO기업환경
일 11월 수출/입
G20 서울 컨퍼런스(~19)
2013 서울디자인페스티벌(~22)
미  FedEx, Oracle

미 FOMC 금리결정
유 EU 정상회담
일 10월 경기동행/선행지수[F]
Fed's Bernanke 연설
대만 기준금리
11월 Book-to-Bill Ratio
현대제철/현대하이스코 합병관련
 :주식 매수청구권행사 종료(11/30~)
KITAS 2013(~21)
[상장]기가레인(코스닥)

한 11월 출입국자수 동향
미 11월 기존주택매매
   11월 경기선행지수
   3Q GDP[확정치]
유 유로존 3Q GDP[속보치](0.3%)
   12월 PMI제조업지수[P]
일 통화정책회의[기준금리(0.10%)]
싸이 콘서트(~22,24 관심:와이지엔터)
동서:무상증자(주당 0.69주) 신주 교부
[입찰] 미국 TIPS(5Y)

유 11월 소비자기대지수[P]
SMTOWN WEEK(~29) 21:샤이니,
22:소녀시대,24~25:에프엑스/엑소,
26~27:동방신기,28~29:슈퍼주니어
[콘서트]대한민국 이문세(~22)
☞12/19
[합병]한양이엔지(대상:길로만이엔시)
[영화]'집으로가는길'개봉(CJ E&M)
미  NIKE   유  Carnival, Accenture
[입찰]미국 7년물

22 23 24 25 한국 휴장(성탄절) 26 박싱데이(Boxing Day) 27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 28
중 11월 HSBC PMI제조업[P](~25)
[프로농구]KBL올스타전
2013 청도소싸움 왕중왕전(11/23~)
[월중]
[농림축산식품부]
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↑
[국토교통부]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
           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
[중기청]수출 중소기업 One-stop
        사업서비스 지원체계 구축

한 11월중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
미 11월 개인소득/개인소비
   11월 PCE디플레이터
   12월 미시간대 기대지수
[드라마]'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'
         첫방송(주연:엄태웅)
[휴장]일본(국왕탄신일)
[월중]
NFC 택시안심서비스 시행
[자동차]현대차: 신형 '제네시스' 출시

한 11월 백화점/대형마트 기존점 매출
미 11월 내구재주문
   10월 주택가격지수
[영화]용의자(배급:미디어플렉스)
[휴장]미국,영국,홍콩(오전장만 열림)
      / 독일, 프랑스, 싱가포르
[월중][보험]
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
회기기준 변경:기존(3월)→변경(12월)

미 11월 신규주택매매
Seoul Art Show 2013(~29)
[드라마]'별에서 온 그대' 첫방송
        (주연: 전지현, 김수현)
미국 연말 소비시즌 판매 집계 주목:
온/오프라인 판매 개선 기대
→소비심리 개선 여부 체크
[휴장]한국,홍콩,싱가포르,英,獨,호주
[월중]
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

한 12월 소비자기대지수
   3/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
일 11월 건설수주
12월 결산법인 배당주 매수 시한
[주총]우리금융(:분할계획서 승인건)
신한사태 법정공방관련 최종 선고일
[휴장]영국, 독일, 프랑스, 홍콩
[영화]'아무도 머물지 않았다' 개봉
 (2013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)

한 12월 BSI 및 ESI
일 11월 실업률
   11월 CPI
   11월 산업생산
   11월 자동차생산
일  Shimamura
[월말][철강]
POSCO: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
       1단계 고로 준공

중 11월 경기선행지수
[합병]오스템(대상:씨텍, 에이씨엠)
슈퍼스타K TOP10 CONCERT(관심:CJ E&M)
[월말]
[복지부]
1)지역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
2)심장질환,크론병 등 MRI검사 건강보험
  급여 대상 포함
[통신]11월 유무선가입자현황
[음식료]11월 음식료사업 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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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FL]정규시즌 종료
SBS가요대전
[월말]
현대기아차그룹:현대기아차 연구개발
부문 문책인사 및 인력 강화
[금융]경남은행/광주은행 관련
:1)인수협상대상자 선정
 2)인수관련 본실사 및 최종협상

한 11월 국제수지
  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
   11월 광공업산업생산
   11월 경기선행 순환변동치
북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2주년
댄싱9 갈라쇼(~31, 관심: CJ E&M)
☞12/31
[합병]
CJ헬로비전(대상:CJ헬로비젼영동방송,
CJ헬로비젼신라방송, 횡성유선방송)

한 12월 및 연간 CPI
   백화점/대형마트 업태별 판매액
미 11월 미결주택매매
   10월 S&P주택가격
[합병]현대제철(대상:현대하이스코
     냉연부문 인적분할후 흡수합병)
[합병]파인테크닉스
           (대상:에이치케이하이텍)
[휴장]한국, 독일, 홍콩, 일본 /
 미국,영국,홍콩,호주(오전장만 열림)

☞12/5

<일본 증시에 미국주식 ETF 상장>

#1587 JP:S&P 100(대형주)추종

#1588 JP:Russell 2000(소형주)추종

#1589 JP:HIGH DIV(고배당주)추종
#1590 JP:US REAL ESTE(부동산주)추종

World Bank 한국본부 설립(인천 송도)
FRB Tapering 여부
중국 경제공작회의
미국 연말 쇼핑시즌 계속
아이패드에어&미니2 한국출시 예정
구조적 전력수급 안정방안
제일모직[에버랜드에 패션부문 양도]
싸이 단독 콘서트(20~22, 24)
PC방 흡연 전면금지 계도기간 종료
공공기관 개혁 대책 발표(기재부)

미 주간 원유재고
   [에너지 정보청, 매주 수]
   주간 주택융자 신청자수
        [MBA, 매주 수]
  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
        [노동부, 매주 목]
   30년물 고정 모기지 금리
        [프레디맥, 매주 목]
   주간 소매판매 [매주 토]
 CCFI, SCFI 발표 [매주 월]

CES 2014(7~10)
중고차 거래 실명제 실시(1~)
합동사이버센터 운영(합동참모본부)
현대제철 신주 상장
              & 현대하이스코 변경 상장
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
2014(22~25)
실손보험료 인상여부(약 25%수준)
메종오브제(24~28, 파리)
HKTDC(6~9)

Hana Daetoo Securities Calendar


